
Ⅰ. 서  론

최근 위치추적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다양한 무
선 서비스 분야에서 위치추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된 실내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과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아지고 있다[1].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시스
템들은 고정되어있는 통신장치에 단말기가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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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통신 세기 즉,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값을 통해 위치를 측위하는 
방식으로 단일 단말기의 위치만을 반환하기 때문
에 물류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에 RFID를 결합하여 단일 단말기의 위치뿐
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RFID 태그를 부착한 
물류의 위치까지 반환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제
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실내 물류 센터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핑거프린팅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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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핑거프린트를 기반으로 실내에 있는 물류의 위치와 재고를 파악하는 실내 물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물류 센터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위치 단말기를 통해 신호 세기를 수집하고 신호지도를 제작하
여 물품의 위치를 파악한다. 위치 단말기는 UHF RFID 리더기와 무선 랜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 
RFID 신호와 무선 AP의 신호를 읽어 웹 서버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
버와 통신하면서 주변 물품의 정보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door logistic tracking system that identifies the location and inventory of the logistics 
in the room based on fingerprints. Through this, we constructed the actual infrastructure of the logistics center and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logistics management system. The proposed system collects the signal strength through the 
location terminal and generates the signal map to locate the goods. The location terminal is composed of a UHF RFID 
reader and a wireless LAN card, reads the peripheral RFID signal and the signal of the wireless AP, and transmits it to 
the web server. This allows the user to communicate with the server through the smartphone app and get information and 
location of nearb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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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주변 Wi-Fi의 RSSI 값을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여 신호지도(Radio Map)을 제작하고 
RFID 리더기를 장착한 단말기의 위치를 반환한다. 
또한 RFID 리더기를 장착한 단말기에서는 태그의 
신호를 읽고 물품 정보와 위치를 반환한다. 사용자
는 해당 물품의 정보와 위치 등을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를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을 물류 센터, 대형 마트 등 실내에서 물류
의 흐름이 중요한 공간에 적용시킨다면 큰 생산성
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Ⅱ. 제안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의 목적은 실내에서 단말기의 위치를 
찾고 그 단말기의 주변에 있는 물품의 정보와 위
치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은 본 시
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2단계의 구조로 되어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지도를 제작하는 단계이며 과
정은 다음과 같다. 위치 단말기의 Wi-Fi 모듈과 
UHF RFID 리더기를 이용해 주변 Wi-Fi 환경을 
읽어와 데이터를 가공한다. 그 결과를 JSON 형태
로 변환한 후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신호지도를 
만들기 위해 해당 신호에 구역을 지정하여 나눈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신호
지도를 통해 단말기와 물품 위치 그리고 정보를 
가져온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제작된 신호지도와 현
재 단말기가 위치 하고 있는 곳의 신호 세기를 비
교하여 위치를 예측한다.그 다음 사용자에게 단말
기의 위치 정보와 해당 위치에서 발견된 물품의 
정보 및 위치를 웹서버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형태
로 제공한다. 그림 2는 위치 단말기와 주변 물품 
위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순서도이다.

Fig. 2 Location determination flowchart

위치 단말기의 실내 위치 판별은 단말기 신호 
세기와 신호지도의 비교를 통해 판별된다. 단말기
는 Wi-Fi의 신호 세기를 웹 서버로 전송하고 웹 
서버 내부에서는 신호지도 데이터베이스에 구역별
로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Location Module이 해당 구역의 신호세기와 현재 
단말기가 위치한 곳의 신호 세기를 분류한다. 
Location Module을 통해 셀 좌표를 구하는 과정
은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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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값은 라디오 맵의 셀 좌표를 의미한다. 이
를 통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구역을 식(2)와 같은 
유사도 도출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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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측정하고 있는 RSSI값을 의미하고 
는 구축된 라디오맵의 (i, j)번째 좌표의 값을 
의미한다. 코사인의 값은 0~1 사이로 나타내어지
며 값이 커질수록 벡터 간의 각도차가 작아진다. 
때문에 코사인의 값이 최대값일 때의 좌표의 위치
를 현재 위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Ⅲ. 시스템 구현

메인화면에 있는 물품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품 추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물품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검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단
말기 작동을 시작하고 주변 물품 정보와 위치를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은 위치 단말기
의 현재 위치와 주변 물품의 위치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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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Information Visualization

위치 단말기를 들고 주변을 이동하면 현재 위치 
단말기의 위치와 주변에 있는 물품들의 위치를 추
정하여 하면에 표시한다. 검색을 종료하게 되면 탐
색되었던 물품들의 정보를 목록에 표시한다. 그림 4
는 검색된 주변 물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다.

Fig. 4 List of nearby items

Ⅳ. 고  찰

Fig. 5 Accuracy Comparison with Existing Systems

실험 결과 단일 객체에서는 정확도는 기존 시스
템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다수 객체에서의 
정확도는 기존 시스템 평균 74.6% 제안하는 시스
템 평균 90.03%로 약 16%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물품 10개의 위치를 측정해서 전체 소요시간을 측
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시스템 평균 
5.23분 제안하는 시스템 평균 3.22분으로 약 2분
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수의 객
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RFID의 장점과 
Wi-Fi의 정확성을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호지
도를 제작하고 위치 단말기의 현재 위치와 신호지
도의 신호세기를 비교하여 위치를 측정한 후 사용
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하였다.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약 16%의 정확도 개선과 2분의 소요시간 개선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이라는 상황에 
맞게 위치 서비스를 구축하여 정확도와 소요시간
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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